
- 17 -

『醫零』으로 본 丁若鏞의 醫學思想

徐奉德․金南一1)

<Abstracts>

지금까지 서양의학의 도입이란 측면에서만 조명되어온 정약용의 의학사상은 이제

한의학 이론의 발전과정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醫零』에서

나타나는 그의 의학사상에는 미끼 사카에가 지적한 바와 같이, 陰陽五行論에 입각한

「素問」의 병리론과 陰陽으로 논해온 ‘近視’에 대한 기존 이론에 대해 西學의 四行說

과 갈렌생리학, 그리고 광학이론을 가지고 비판을 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이런 西學의 영향은 정약용의 의학사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상하고 있던 새로운 철학을 위해 취사선택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六氣論」에서 제시되는 四情說의 경우, 서학의 四行說을 그대로 답

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周易철학의 소산이다. 西學 뿐만 아니라 明代의 溫補學派

특히 張景岳 의학사상의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醫零』에서 논의된 醫論의 상당부

분에서 張景岳의 『傳忠錄』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張景岳이론

의 精緻한 면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崇古主義와 精緻한 陰陽五行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은 아니다. 정약용은 西學과 張景岳을 비롯한 온보학

파의 의학사상을 종합한 토대위에서, 즉 元氣의 運行이란 관점으로 의학을 재구성하

려는 시도를 했다고 평가된다. 「六氣論」에서 시작된 六氣病理說에 대한 비판은

「外感論」에서 「裡證論」을 거쳐 「虛實論」으로 이어지면서 五行相剋說에 의거한

병인론, 三陰三陽論에 의거한 經絡臟腑論, 內外傷論을 모두 반박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의학을 건설하려 하였다. 「虛實論二」에서 張景岳의 “風寒積滯, 痰飮瘀血之屬, 氣不行

則邪不除, 此氣之實也.”라는 말을 인용한 점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Ⅰ. 序論

지금까지 정약용은 서양의학의 도입자라는 측면으로만 평가되어 왔다.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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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사카에(三木榮)는 『朝鮮醫學史』의 ‘正祖時の醫學‘에서 西洋醫學을 도입하고

기존 의학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 李瀷, 朴趾源, 鄭東愈와 함께 茶山 丁若鏞을 소개하

면서 『醫零』에서 보이는 素問의 五運六氣論 비판과 「近視論」의 遠視∙近視에 대

한 설명에 주목하여 실증의학을 추구한 서양의학의 도입자로 보았다.2) 즉 茶山을 조

선의 전통의학에서 근대의 서구의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평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그 이후의 김두종, 홍문화, 김신근, 박성래 등의 연구자

들에게도 그대로 답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당시 정약용이 수용했던 서양의학은 근대의학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

원소설에 기반을 둔 갈렌의학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약용이 서양의학을 접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를 근대과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리로 보는 것은 넌센스이다. 예수

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과 갈렌의학을 전하고 있을 때, 유

럽에서는 근대과학의 선구자들이 여기에 대해 치열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1662년

에 나온 로버트 보일의 『회의적 화학자(Sceptical Chymist)』는 기계론적 입자의

가설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과 연금술사들의 三原質3)을 논박하고 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회는 4원소설이라는 정밀한 敎說을 중국에 도입시켰

다 하여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조셉 니담의 말대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4) 그런데도 정약용을 근대의학의 선구적 도입자로 평가하

는 것은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의학사

상가는 그보다는 오히려 崔漢綺라고 봐야 한다. 그는 중국에서 출판된 개신교 선교의

사 벤자민 홉슨의 漢譯 西洋醫學書를 읽고 이것을 자신의 저서 『身機踐驗』에 상세

하게 소개하고 있다.

두번째는 기존의학 비판에 관한 부분만을 주목함으로서, 그의 의학사상에 대한 전

면적인 이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의학과 그가 살았던 당

시의 조선의학과의 연계고리에 대해 도외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정약용의 의학저서『麻科會通』을 보면 오히려 그의 의학을 기존 의학과의 연계고리

속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다. 게다가 그의 비판론도 좀 더 자세하게 들어

가보면 기존 의학이 깔고 있는 전제 전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麻科會通』에서 그는 일단 麻疹과 같은 질병이 일정한 주기성을 갖는다는 運

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231~233쪽

3) 현자의 소금, 유황, 수은

4) 조셉 니담 著, 李錫浩 외 譯, 『중국의 과학과 문명Ⅱ』, 乙酉文化史, 1886, 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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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論의 기본전제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5) 다만 그것에 얽매여서 견강부회하는 점에

대해서 麻疹의 流行年次를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처방을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 『麻科會通』合劑篇을 보더라도 실제 임상에서 기존

의 의학치료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했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의학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많이 남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비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의학체계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양의학을 전적

으로 조선사회에 도입하려 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본론에서 언급하겠지만, 그는 淸

과의 교류에서 도입된 中國 溫補學派 醫家들의 영향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당대 조선

의학의 흐름에 서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면에 대해 전혀 조명하고 있

지 않은 상태이다.

김대원의 「丁若鏞의 醫零」은 上記한 기존 견해의 한계를 지적하며 『醫零』에 대

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단지 정약용에 대해 ‘선구적

근대의학자’라는 평가를 내린 기존견해에 대해서만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을 뿐, 정

작 정약용의 의학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은 상당히 미흡하다. 『醫零』의 구성이

張介賓의 景岳全書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더 이상

의 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 게다가 丁若鏞의 當代醫學批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의

학 이론의 내용을 서양의학의 내용과 비교해서 한의학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

을 인식하여 한의학 범주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한의학 이론의 기본이 되는 음

양오행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의학 이론을 비판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6)라고 단순하게 넘어감으로서 오히려 그가 비판했던 기존 의학사가들의 견

해와 다를 바 없는 입장에 처하고 말았다. 왜냐 하면 결국 이런 견해는 정약용을 단

순한 서양의학 신봉자로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정약용을 조선의

학사상 별다른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학론이 전통의학을 발전시

킬 수 있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전통의학이 새로운 근대의학이 들어왔을 때, 붕괴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7)고 하여 대안부재의 무

책임한 비판자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런 관점이라면 더 이상 정약용의 의학

사상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견해가 과연 타당한가?

정약용의 의학은 1801년 일어난 辛酉敎獄을 필두로 시작된 지속적이고 강력한 서학

탄압으로 인해 조선의학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커녕, 당시 의학계에서 제대로 논의

5) 「吾見篇」, 運氣 第三

6) 김대원, “丁若鏞의 醫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9, 20쪽

7) 김대원, 「정약용의 의학론」, 계간 과학사상, 2000, 여름149쪽



韓國醫史學會誌 Vol.16 No.2



- 20 -

조차 되어 보지 못했다. 또한 한국 근대의학에서 전통의학의 퇴조는 실제로는 조선

의학 내부의 움직임에 의한 내재적 변화라기보다는 일제 식민지 권력의 조선의료계에

대한 식민지 체제 확립에 수반된 외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8)

여기서는 이런 기존 연구자들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약용의 의학사상을 當代

朝鮮醫學의 맥락속에서 파악해 보려 한다. 한국 한의학은 일제의 식민지 의료체계의

일환으로 행해진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급격히 퇴조한 이래 1948년 한의사면허제도의

제정으로 겨우 제도권의료로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근대에 도입된 서구의학에 의해

비주류의 위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정약용의학사상의 재조명은

서양의학계의 입장이 아닌 한의학계의 입장에서 새롭게 한국근대의학사를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연구를 위해 여기서는 『醫零』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그의 의학

사상이 반드시 『醫零』에서만 표현된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동아시아 최대의 麻疹

學 著書라고 평가받는 『麻科會通』이 있고, 『餘猶堂全書』곳곳에 그의 의학에 대한

견해가 散見한다. 예를 들어 의학서가 아닌 『欽欽新書』, 『牧民心書』 寬疾篇,

『經世遺表』에서도 醫療와 관련된 견해가 나오고 있으며 詩文集, 說에서의「醫說」,

「種痘說」篇, 詩文集, 論에서의「脈論一」,「脈論二」,「脈論三」의 篇은 정약용의

醫學思想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다. 그러나 『醫零』이 비교적 그의 의학사상을 일목

요연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록 여기에는 그가 의료현장에서 겪었던 경

험담이나 경험방에 대한 소개, 심지어는 차 이름의 유래와 같은 내용까지 다룬 편까

지 담겨있어 전체적으로는 잡다한 느낌을 준다.

『醫零』의 단편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바로 당시의 의학이론에 대한 비판을 다룬 「六氣篇一」, 「六氣篇二」,

「六氣篇三」, 「外感論一」, 「外感論二」, 「外感論三」, 「裡證論一」, 「裡證論

二」, 「虛實論」, 「虛實論二」, 「腦論」, 「近視論」, 「呑酸論」, 「非風論」이

며, 둘째는 당시의 의료관행에 대한 비판을 다룬 「時令論」, 「人面瘡論」, 「反胃

說」, 「煎藥說」, 「雜說」, 「雜說三」, 「雜說七」등이고, 셋째는 저자 자신의 임

상적 경험이라든지 단방의 소개 등의 잡다한 내용을 다룬 「雜說二」, 「雜說四」,

「雜說五」, 「雜說六」, 「雜說八」, 「製附子法」, 「集古一」, 「集古二」, 「集古

三」, 「集古四」, 「集古五」, 「集古六」, 「集古七」, 「集古八」, 「加穵弄本

8) 申東源, “한국근대보건의료체계의 형성 1876~1910”,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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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 「藥露記」, 「續集一」, 「續集二」,「 續集三」, 「續集四」, 「續集五」등이

해당된다.

첫부분의 「六氣論」에서부터 이어지는 여러 단편들에서 제기된 기존 의학에 대한

비판론은 비교적 그의 의학사상의 면모를 조명하는데 불가결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9)

Ⅱ. 六氣論

Ⅱ-1. 六氣論一

여기서는 『禮記』에서 ‘儗人必於其倫’라는 말을 인용함으로서 六氣說을 비판한다.

六氣를 구성하는 風∙寒∙暑∙濕∙燥∙火가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病因을 다루는 기초이론이 될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0) 즉 寒와 暑는

天時의 情이요, 燥와 濕은 物情의 形이며, 火는 元物의 本體이고, 風은 元物로 말미

암아 이루어지는 흙비와 같은 종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육기가 서로 이질적인 요소

를 한데 모아놓은데 불과하다면 病因論을 구성하기에는 雜駁하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그 대안으로 四情說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四情說은 언뜻 보면 서양의학의 四元性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四情說을 자세히 보면 상이한 점이 있다. 그

는 西學의 四行說이 氣가 만물의 근원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四行 중의 一物로

취급되었다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서학에서 제시한 四行이론을

구성하는 四行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더 이상 다른 원소로 분해될 수 없는

9) 이 부분의 특징은 김대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張介賓의 저서 『景岳全書』,「傳忠錄」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傳忠錄」의 ‘表證篇’은 『醫零』의 六氣論二, 六氣論三, 外感論一, 外感論二, 外感論三‘이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고, 裏證篇은 裡證論, 裡證論二와, 虛實篇은 虛實論의 내용과 대별해 볼 수 있으며 『醫零』의 虛實論二에서

는 「傳忠錄」의 論治篇, 氣味篇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 呑酸論, 非風論, 近視論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의가들

의 의론은 『景岳全書』의 ’呑酸‘, ’非風‘, ’眼目’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다. 게다가『醫零』에서 인용한 내경의

문구도 「傳忠錄」의 이들 편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10) 다산은 예학 방면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두어 연구한 바가 적지 않다. 예의 개념을 천지의 실정인 자연변화

도수에 근거한 절도요 인간의 정서와 어울리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여기서 의례의 시대적 변혁 가능성에 주목하

면서도 옛 의례제도의 원형을 확인하고 의미의 진실성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의 예학사에서도 다산이

시도한 새로운 체계화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퇴계, 율곡 등을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중심으로 한 조선

예학발달의 흐름을 이어 받아 고증학적 연구에 근거하여『喪禮四箋』『祭禮考定』등의 저술을 남겼고, 국가의

례에 대한 연구로는 『春秋考徵』이라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春秋考徵』은 국가개혁을 추구하고 새

로운 질서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추구되었는데, 고전에 대한 엄밀한 고증학적 경전연구방법을 통해 국가의례의

이상적 표준을 발견하고 새로운 국가질서의 지침을 제기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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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라는 측면이 있어 六氣說보다는 훨씬 더 엄밀한 병인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傳忠錄』에서 六氣論은 表證篇에서 나온다. 張景岳은 二綱六變의 체제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려 했다. 二綱은 陰陽이고 六變은 表裏寒熱虛實인

데, 六變은 모두 陰陽으로 歸一된다. 表證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六氣로 인해 발생하

는 병증인데, 정약용은 이 六變의 첫단계부터 비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Ⅱ-2. 六氣論二

여기서는 『素問』「至眞要大論」중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비판대상으로 하고 있

다.

“淸氣가 크게 오면 金이 우세해져 風木이 사기를 받게 되어 肝病이 생기며, 熱氣가

크게 오면 火가 우세해져 金燥가 사기를 받아 肺病이 생기며, 寒氣가 크게 오면 水가

우세해져 火熱이 사기를 받아 心病이 생기며, 濕氣가 크게 오면 土가 우세해져 寒水

가 사기를 받아 腎病이 생기며, 風氣가 크게 오면 木이 우세해져 土濕이 사기를 받아

脾病이 생긴다.”

이 내용은 『傳忠錄』 「表證篇」에서도 나오는데 六氣가 구체적으로 질병을 일으

키는 과정

을 오행상극설에 의거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행상극설에 대한 비판은 비록 周易, 乾卦의 文言傳에 의거하기도 했지만, 燥라는

物情이 왜 火가 아닌 金에 배속되어야 하는지, 왜 濕이 왜 水가 아닌 土에 배속되어

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중국에 도래한 예수회사들이 가한 오행설 비판과

상통한다. 사실 여기서 제기한 의문대로 燥라는 성질이 반드시 金에서만 발생하는 것

도 아니고, 火에 배속시킨다 해서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

약용은 오행설을 ‘分排傅會之說’ 즉 억지로 나누어 배속해서 갖다 붙히는 학설로 평가

하고 그 연원을 전국 말 鄒衍과 漢代의 讖緯家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음양오행가에

대한 비판은 곧 漢唐과 宋明儒家들에 의해 훼손된 성인의 본의를 찾겠다는 정다산의

기존 유학 비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Ⅱ-3. 六氣論三

전편에 이어 여기서는 『素問』「陰陽應上大論」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겨울에는 寒에 상하면 봄에 반드시 溫病이 들며, 봄에 風에 상하면 여름에 飱泄이



『醫零』으로 본 丁若鏞의 醫學思想



- 23 -

생기고, 여름에 暑에 상하면 가을에 반드시 학질이 들며, 가을에 濕에 상하면 겨울에

는 咳嗽가 생긴다.”

이는 사계절에 호발하는 질병의 종류를 六氣에 배속시켜 본 것인데, 이 중 가을병

에 대해서는 이미 정약용의 지적을 기다리지 않고도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명말 청초

의 명의 兪昌은 “秋傷於濕”의 어구에서 ‘濕’字를 ‘燥’字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四時에 六氣病을 分排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다.

Ⅲ. 外感論

Ⅲ-1. 外感論一

여기서는 『素問』「繆刺論」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기가 形에 머무르면 반드시 먼저 皮毛에 깃든 후, 거기에서 머물러서 떠나지 않

으면 이에 孫絡에 들어가고, 여기에 머물러서 제거되지 않으면 이에 絡脈으로 들어가

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면 이에 經絡으로 들어가고, 그후에는 五臟으로

이어져서 腸胃로 퍼진다.”

이것은 外感病의 발병 기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外感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內傷으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정약

용은 이런 外感病은 대수롭지 않으나 이에 대척점인 內感으로 인한 병은 매우 중대하

다는 말을 꺼낸다. 그런데 가만히 이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약용이 사용하는 外感

內感의 개념과 기존의학의 內傷外感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Ⅲ-2. 外感論二

여기서 그는 經絡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결국 그는

기존의학의 장부론 전체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인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外邪가 신체 표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부로 들어

와 臟腑에까지 중대한 병리상태를 유발하려면 외부와 내부간에 교통할 수 있는 經絡

이란 통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經絡의 이론적 근거가 사라진다면

정약용이 사용하는 개념대로 ‘오직 회충만이 裡에 있는 병이고, 옴만이 바깔에 있는

병’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經絡이 부정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經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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臟腑와 상관적 관계로 상응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음양오행이론에 의거한 三陰

三陽이론에 의해 臟腑는 해당되는 經絡과 짝지워져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五臟六腑

의 수가 짜 맞추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三陰三陽理論에 의거한 경락이론이 맞지 않다면 여기에 의거하여 상한병의 전

변을 따지는 것도 당연히 자명할 수 없는 것이다.

Ⅲ-3. 外感論三

여기서는 傳忠錄」, 表證篇의 ‘病必自表而入者, 方得謂之表證. 若由內而及外, 便非

表證’라는 치료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단지 表證이 보이면 그 유래가 表가

되었든 裏가 되었든 表證藥을 쓰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마진이나 두진에서의

임상경험에 의거한 바로 생각된다. 傳忠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傷寒을 중심으로

하는데, 傷寒은 병이 表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麻疹이나 痘瘡은 오히려 裏에서

表로 病邪가 전변하기 때문이다. 兩者의 병리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만약 兩者를

서로 혼동하여 치료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일찍이 痘瘡의

진단과정에서 傷寒과의 감별은 매우 중요하다.

Ⅳ. 裏證論

Ⅳ-1. 裏證論一

이제 여기서는 外感表證과 상반되는 內傷裏證에 대해 다루게 된다. 여기서 정약용

은 內傷에서 飮食傷을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飮食傷은 아무리 중하다 해도 치료

법은 오히려 간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곧 음식상은 생명의 근원인 體性生養

之源에 영향을 주는 질병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내상의 개념을 새로 제시

하고 있다.

Ⅳ-2. 裏證論二

여기서는 상응관계에 의해 五官의 상태로 五臟의 상태를 살필 수 있다는 기존의 望

診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裏인 五臟과 表와의 상응관계가 이미 전편에서 부정된 이상

이러한 비판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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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虛實論

Ⅴ-1. 虛實論一

「傳忠錄」, 虛實篇에서는 表裏의 虛實, 氣血의 虛實, 臟腑의 虛實, 陰陽의 虛實의

경우에 해당되는 병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五行의 相生相剋 이론이

부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臟腑의 虛實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그는 그 대안으

로 五臟의 偏勝, 偏敗을 제안하고 있다.

Ⅴ-2. 虛實論二

이제 드디어 그가 부정한 기존 의학의 생리병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단계가 왔

다. 여기서 이 편의 머리에 景岳의 “風寒과 積滯, 痰飮과 瘀血 따위는 기가 운행하지

않아 사기가 제거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氣의 實이다.”라는 말을 제시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만물의 운행법칙인 오행설이 부정된다면 남은 것은 오로지 氣일 뿐이다. 여기서 그

의 기에 대한 견해가 제시된다.

'氣는 어떤 물건인가? 곧 元陽의 빌린 이름이니, 사람의 몸의 음양을 조화시키고

습열을 치우치지 않게 하니 이에 병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偏勝이 있다면 병이 생기

기 시작한다.’

여기서 그의 元氣說이 등장한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정약용의 기철학은 온보학파

의 한사람인 장경악의 원양 이론을 흡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체의 기

의 생성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서양의학의 갈렌 생리학을 채택한 것이다.11)

어떻게 해서 서양의학인 갈렌의학이 정약용에 의해 도입되게 되었을까? 양자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가만히 이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갈렌의학에서 생명의 원동력

이라 할 수 있는 靈이 곧 한의학의 氣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장에서

열을 발생시켜 靈의 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곧 溫補學派에서의 元陽이론과 상통한다고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갈렌의학의 寒熱의 調和와 장경악 의학이론의 陰

陽은 동일하지 않다. 장경악의 陰陽은 갈렌의 寒熱보다는 훨씬 형이상학적이고, 추상

적이다. 그러나, 체내의 熱로 인한 체액의 손실을 끊임없이 보충해야 하는 血이 곧

11) 『醫零』「腦論」에서 여기에 관한 갈렌 생리학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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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의 血의 역할과 유사하게 滋養한다는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양자간에는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血을 썩지 않게 계

속 돌림으로서 보존하게 하는 原熱이란 개념은 장경악 의학이론의 원양의 역할과 같

이 생명유지를 지속시키는 원초적인 인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Ⅵ. 近視論

여기서 나오는 근시와 원시에 대한 李東垣, 王海藏, 劉宗厚, 張介賓의 논의는 『景

岳全書』眼目篇에 나오는 논의를 인용한 것이다. 李東垣은 五臟六腑의 精氣는 모두

脾에서 공급받아 눈으로 가는데, 脾가 諸陰之首이고, 눈은 血脈之宗이므로 脾가 허하

면 五臟의 精氣가 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며, 또 心은 君火로서 사람의 神을 主하

는데, 神이 안정되지 못하면 相火가 망동하게 되고 여기에 사기가 아울러져 들어와

혈맥을 손상시키게 되면 안질환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논의에 이어서

근시와 원시에 대한 병리론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동원이 원시를 陽氣不足으로 본

것은 노인들이 陰火가 有餘(血盛)하고 氣가 허하기 쉽다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또

근시를 반대로 혈기가 허하고 기가 성한 것으로 본 것은 앞의 상황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李東垣의 주장에 대해 다시 張介賓은 그와 반대되는 王

海藏의 주장을 실고 있다. 경악은 여기서 王海藏의 주장에 찬동하고 있다. 사실 동원

이 말하는 陰氣有餘, 陽氣有餘라는 말은 결국은 모두 안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인 화를

말하는 것이라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동원의 음화개념이 상당

히 혼란스러운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뒤의 두 의가의 논의는 음양개

념 본연의 면모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劉宗厚는 陰과 陽은 서로 상보적이기 때문

에 金이나 水은 안은 밝으나 밖은 어두우며, 해나 불은 밖은 밝으나 안은 어둡다는

物象을 근거로 원근시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약용은 이러한 상

호순환적인 음양이론에 근거한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는 이런

음양론적 설명방식을 대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로 그가 익혀 알고 있는 바인 서양

의 광학이론을 도입한다.

이 편의 내용은 정약용의 서양광학 수용의 측면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면모는 미끼 사카에 등으로부터 서양과학 수용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

안경은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조선에서도 상당히 유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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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과학에서 망원경이 해 냈던 역할은 동아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정약

용은 안경에 대한「靉靆出火圖說」 및 「淸蒙氣說」,「漆室觀畵說」등의 서양 광학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글을 남겼지만, 정약용의 시대에 와서는 이미 200년의 시간이

경과한 지식으로, 星湖 李瀷이 이런 서양의 광학과 망원경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에는 최신지견이었던 상황과는 달랐던 것이다. 또 「近視論」에서 그가 비록 서양의

광학이론에 근거하여 원시와 근시의 병리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血氣

의 盛衰만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예수회사 湯若望의『遠鏡說』은 혈기의

盛衰외에 평소 습관에 의한 것도 말하고 있다.

Ⅶ. 정약용 의학사상의 평가

정약용의 黃帝內經 素問 비판은 그가 ‘分排傅會之說’이라 평하는 음양오행론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

음양오행론에 대한 비판은 이미 전국시대의 묵자와 순자에게서도 제기되었었다. 그

러나, 17세기에 중국에 도래한 예수회사에 의해 행해진 비판만큼 강력한 것은 없었

다. 명 말에 도래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에 서양의 카톨릭 교리 뿐만 아니라 천문

학과 수학, 지리학과 기계학 등의 자연과학을 소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의 자연

철학인 사원소설에 의거하여 중국의 자연철학인 음양오행사상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다. 이러한 서학의 오행 비판을 『空際格致』를 통해 살펴보자.

중국선비가 말하기를: “우리 중화에는 예로부터 五行의 說이 있으니 토, 수, 화 삼

행이 있는데다가 다시 금, 목을 더해서 오행을 이룬다. 이 설과 서학이 다르지 않는

가? ”

나는 말하기를: “利西泰가 일찍이 그 요체에 대해 간략하게 저술하여 문제점을 지

적한 한 적이 있다. 중화가 오행을 논하는 것은 고금에 다른 바가 많으니 전에 논한

바를 살펴보면 행이라 하는 것은 곧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인 즉 오직 원행만이

지극히 순수한 것이다. 이미 순수하여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한다. 시험삼아 만물이 이

루는 것을 보면 금목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이나 벌레나 새나 짐승과 같은 재료가 이

것이다. 즉 금목은 만물의 원행이 되지 못한다.

또 누가 금목이 실제로는 수화토가 섞여서 이루어진 것을 모른단 말인가? 섞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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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이 될 수 없다. 섞일 수 있는 것을 원행이라 할 수 있다면 초석 등의 사물이 모

두 원행의 열에 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또 다섯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단

지 금목만을 취할 것인가? 옛날의 대우가 모를 펼 때 특히 수화금목토와 곡을 열거하

여 육부로 삼았는데, 이것은 단지 민생에 절실한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홍범 역

시 그러하니 원행이나 만물의 근본이라 말한 적이 없다. 후의 유가들이 수는 목이며

목은 화이며 화는 토이며 토는 금이라 말하여 상생의 순서로 삼았는데 이 설은 진실

로 순조로운 학설이라 할 수 없다. 아닌 것은 대저 목 중에 화, 토가 겸해 있는데,

어떻게 홀로 물로부터 목이 생기는가? 화는 수가 낳지 않을때에 목이 어떻게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가? 만약 토가 먼저 생기지 않았다면 목이 어느 땅에 심어질 수 있는

가? 대저 물의 상생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르지 않다. 이에 지금의 물이 토가 없고

태양의 화가 없다면 나무를 발생시킬 수 없다. 나무는 반드시 나무 종자가 먼저 땅에

들어간 이후에 물을 주고 태양이 비춘 후에야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싹을

틔워 자랄 수 있다. 즉 옛날에도 이와 같이 응했을 텐데, 어떻게 근거도 없이 그 설

이 다르다 할 수 있는가? 또 나무가 만약 불을 낳는 것을 보면 나무의 性이 가장 뜨

거운 것이다. 수가 어떻게 가장 찬 것으로 가장 뜨거운 나무를 낳을 수 있는가? 물이

이미 나무를 낳았는데 나무가 불을 낳으면 물은 곧 할아버지가 되고, 불은 곧 손자가

된 즉 할아버지와 손자가 어떻게 지극히 서로 반대하여 서로 멸할 수 있는가? 하나는

어질지 못하며 하나는 불초함이 이같이 지극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토금목가 없을

때에 홀로 물이 어디에 보존되어 쓰일 수 있으며 어디에 담길 수 있는가? 금이 흙으

로부터 생겨나면 나무와는 어떻게 다른가? 대개 금은 흙속에서 생겨나며, 나무는 흙

위에서 생겨난다. 근본이 모두 흙으로부터 발생한다. 또 易經의 註에 하늘인 하나는

물을 낳고, 땅인 둘은 불을 낳으며 하늘인 셋은 나무를 낳고, 땅인 넷은 금을 낳으며

다섯인 하늘은 흙을 낳는다고 했는데, 오행의 발생이 만약 순서가 정해진 것같다. 지

금 금생수라 했는데 금 넷은 마땅히 먼저 물 하나에 먼저 있어야 한다. 토생금이라고

말했는데, 토인 다섯은 마땅히 금인 넷에 앞서야 한다. 화 둘은 비록 토 다섯의 앞에

있기는 하지만, 서넛을 건너 뛰어서 있는데 어떻게 그로서 토를 낳게 할 수 있는가?

목인 셋은 비록 수 하나 먼저 있지만, 화를 뛰어넘어 둘이 어떻게 서로 이어서 수일

에서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 순서가 모두 해명하기 어려우니 오행의 설은 성리와 합

치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근거할 수 없는 것 같으니 계속해서 앞에서 정한 四元行의 수

를 보존하는게 좋겠다.12)

조선 후기의 실학자, 홍대용, 이가환, 박지원 등에 의한 오행론 비판은 이런 서학

12) 高一志, 『空制格致』,「金木爲元行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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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오행론 비판의 영향에 힘입은 바 크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약용 역시 이

런 영향에서 오행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이 서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다만, 여

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약용의 사상에서 서학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中

庸』에서 나타나는 다산의 경학은 이벽, 이승훈 등의 천주교교리와 유교이념의 일치

를 모색하는 초기 신서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학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학 그 자체를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다산이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에

는 죽을 때까지 열렬한 신앙인이었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약용의 천주교 신앙에 대해

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달레는 다산의 큰 아들 정학연도 죽기 몇해 전에 성세를

받았다고 덧붙히고 있으며 『韓國福音傳來史』라는 저술을 남겼다고 전하고 있다. 또

한 李承勳의 문집이라고 전해지는 『蔓川遺稿』의 跋文을 지은 無極觀人이 바로 다산

이라고 추정하기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다산 자신의 진술과 크게 상반될뿐더러,

유배에서 풀려난 1818년 이후 죽을때까지 천추교 교리와 충돌되는 유교의 제례에 대

한 연구에 전념하였다는 것은 다산의 천주교 신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다

산 자신도 자신의 천주교 신앙에 대해 변호하기를 자신이 천추교를 접했을 때에는 제

례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여 그가 받아들인 천주교는 다분히 마테오 리치가

추구한 補儒論的인 서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를 뒤집어서 본다면 정약용에게는 오히려 서학은 단순히 補儒를 위한 것이아니었

다 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의학분야에 있어서도 서양의학의 면모는 분명히 존재하기는 한다. 痘瘡의 예방법으

로서 人痘法을 조선에 처음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牛痘法마저도 소개한 점은 잘 알려

진 일이다. 『醫零』에서도 서양의학의 편린은 서양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苦果가

「加穵弄本草」편에서 소개된다든가, 서양의학의 중요한 진단법인 요 관찰법이 「藥

露記」편에서 소개되고 있다. 또 성호사설의 「西國醫」에서 재인용한 것이기는 하지

만,「腦論」편에서 갈렌생리학을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정약용이 갈렌 생리학에서 어떤 강점을 발견했던 것일까? 內經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

체의 생리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장기가 다른 장기에 대해 어떤 메카니즘을 가지느냐

가 아니라, 장부 레벨에 있는 다수와 다른 레벨에 존재하는 다수와의 상관관계가 어

떻게 맺어지느냐일 뿐이다. 그래서 肝은 눈과, 心은 혀와, 脾는 입과, 폐는 코와, 腎

은 귀와 적절한 상관관계에 놓여진다는 점에 만족할 뿐, 왜 肝은 반드시 눈에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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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心은 왜 혀에만 작용해야 하고, 肺는 왜 코하고만 상관해야 하고, 腎은

왜 귀하고만 연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갈렌

생리학은 왜 다른 지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뇌가 어떻게 그 지체들을 움직이고, 그

지체로부터 어떻게 감각을 얻어내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하고 있다. ‘分排傅會之說’을

대치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서양의학 도입, 이것이 정약용 의학에서 서양의학이 가

지는 의미인 것이다.

조선 후기의학의 관점으로 본 정약용의학

이제 정약용의 의학을 당시 다산이 몸담고 있던 조선의학의 맥락속에서 탐색해 보

려 한다. 일단 당시의 조선의학의 흐름을 개괄해 본다면, 동의보감이 세운 임상의학

의 골격 하에서 각 의가들이 실제 임상적 요구에 맞추어 임상의학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의보감은 금원의학을 종합한 주단계의학을 중심으로 절충된 형태의 명

대의학을 중심으로 임상의학체계를 세웠는데, 이후 청과의 교류를 통해 張景岳, 孫一

奎와 같은 온보학파라 불리는 명말청초의 의가들의 의학사상과 임상의학이 유입되면

서 이들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724년에 編著된 周命新의 『醫門寶鑑』,

1799년에 정조의 왕명을 받아 編撰된 『濟衆新編』, 黃度淵의 『醫宗損益』, 『方藥

合編』등의 인용목록에 온보학파의 저서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八陳方』과 같이 張

景岳의 「新方八陳」과 「古方八陳」을 합본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한 식의 의서마저

도 나오게 된다. 정약용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할 수 없어 그의 저서 『麻科會通』에

도 장경악과 손일규의 저서가 인용목록에 올라 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유용한 처방

의 도입이란 측면이 우세하고 의학이론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큰 비중이 없으나

19세기에 이르면 온보학파의 扶陽論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임상의학이 싹트게 된다.

石谷 李圭晙 이전에도 부양론을 주장하는 의가들이 이미 존재했다.13)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丁若鏞은 張介賓의 의학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丁若鏞은 張介賓의 엄밀한 의학논리의 추구라는 측면은 받아들였으면서도 장

개빈이 추구했던 崇古主義, 기존 의학이론을 더욱 심도있게 철학화하려는 면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만물에 대한 보편개념으로서의 태극의 개념을 그의 의학체계확립의

주축으로 삼았던 장개빈은 「傳忠錄」明理篇에서 “萬事不能外乎理, 而醫之於理爲尤切,

散之則理爲萬象, 會之則理歸一心, 夫醫者, 一心也, 病者, 萬象也”라고 하여 醫師의 一

心에서 파악된 陰陽을 중추개념으로 하여 여기서 만병의 만상을 表裏, 虛實, 寒熱이

라는 六變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13) 河基泰,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主要醫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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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의학자로서의 정약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약용을 서학의 도입과 기존의학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측면만 강조했던 사정에 기인

한다. 하지만, 黃度淵의 『醫宗損益』에서도 그의 『麻科會通』이 인용되는 등, 조선

말 특히 麻疹과 痘疹에 관한 임상의학에서 그의 비중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실정이

다. 게다가 그가 조선에 扶植시킨 人痘種法은 한국 근대의료체계의 형성과정 중 중요

한 사항이었던 牛痘接種사업 이전에 이미 상당히 보급되어 있었다는 점은 근대의료로

넘어가는 한 중간고리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좀 더 상세한 조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가 시도했던 새로운 의학은 당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또 그럴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했다. 임상의학의 수요에 긴급한 麻科의학은 이미 그

의 知人 洪奭周에 의해 일부 발췌되어 『麻方彙篇』로 출간되었지만, 『醫零』은

1935년 新朝鮮社의 출간 이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醫零』은 19세기라면

혹 조선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1930년의 조선에서는

아무런 반향을 불러 일으킬 만한 저서가 되지 못한다. 그 시대는 이미 서양의학이 대

세를 점유하고 있었고, 의생으로 격하된 조선의 한의학자들은 서양의학의 공격에 대

해 방어논리를 만들기에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醫零』에서 보여지는

서양의학은 19세기라는 시점에 있어도 이미 한물 간 전근대적인 의학일 뿐이다. 갈렌

의학은 이미 17세기 당시에도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점은 앞에서 말한 바다. 서

양의학은 18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정약용이 접했던 서양의 갈렌의학이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가 되면 실험의학에 밀려 급속히 퇴조한다. 서양의학이라

하더라도 19세기 전후반의 의학은 전혀 다른 면모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약

용이 접한 서양의학과 최한기가 접한 서양의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西學의 도입자로서만 정약용을 주목하는 한, 미끼 사까에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의학자로서의 정약용을 조명한다면 그러한 평가는 일면적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Ⅷ. 결론

지금까지 정약용의 의학사상에 대한 조명은 서양의학의 영향을 강조하는 쪽으로 편

중되어 있었다. 물론 정약용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16세기 중국에 도래한 예수회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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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漢譯書에 의해 소개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철학과 신학, 그리고 과학의 영향

은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약용의 의학사상이 과연 한국의학사상의 형성에 어

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정약용 자신이 몸담

고 있던 19세기 조선의학의 사상적 맥락을 중심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여기서 정약

용이 남겼던 독창적인 의학이론과 당대의학비판론이 실린 『醫零』을 통해 기존의학

에 대한 비판의 맥락을 탐색해 보았다.

정약용은 經世家를 지향하는 유학자로서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조선의 주류유학인 주자학과는 다른 새로운 儒學을 모색했다. 또한 그는 민중의 병고

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醫術을 펼치는 儒醫로서도, 역시 기존의 황제내경의학과는

다른 새로운 의학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는 이를 위해 황제내경의 생리, 병리, 치료이론의 기초가 되는 음양오행이론과

여기에서 도출된 운기론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다. 그의 음양오행론 비판은 그는 西學

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단순히 서학의 사행설을 답습하는 차원은 아니었다. 그는

周易을 보다 논리적이고, 정합적인 체계로 재구성하려 했고 거기서 형성된 四情說은

오행론을 깔고 있는 육기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오행설의 상생상극관계에

의한 도식의 기초위에 형성된 四時병리, 장부설, 그리고 표리설과 거기에 의거한 내

상외감설 등을 차례차례 반박하고 元氣의 운행이 한 장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치

료원칙을 제시하였다. 오행이론의 상극이론, 오행귀류에 의한 장부와 오관, 표와 리

와 같은 상관적 사고를 ‘分排傅會之說’로 규정지어 기존의 의학체계에서 추방하고 원

기의 운행이라는 일원론위에 새로운 의학을 세워보려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평

가라고 본다. 그의 이런 기일원론의 형성에서 장경악을 비롯한 명말부터 시작된 중국

의 온보학파들의 精緻한 의학이론의 영향 역시 간과해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

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주목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약용의 비판이론

과 새로운 의학이론에 대해 明末의 名醫家 張景岳의 역대 의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과 元陽이론의 기여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醫零』에서 논의된 의학이론 비판

의 상당부분이 사실 張景岳의 『傳忠錄』에서 인용된 바가 적지 않다. 게다가 虛實

論二에서『傳忠錄』 「論治篇」의 “風寒積滯, 痰飮瘀血之屬, 氣不行則邪不除, 此氣之

實也.”를 이 편의 머리에 인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학자로서 정약용은 단순히 서학을 도입하려 한 자로서 평가받아서는 안된다. 언

제나 중국의 의학사상을 조선의 의료현실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해온 한국의학의 맥

락 하에서 정약용의 의학사상은 중국의 장경악의 의학이론과 서학의 음양오행 비판,

갈렌 생리학을 주체적으로 수용 종합하여 새로운 의학체계를 시도해 본 것이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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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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